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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타설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축으로 인

해 균열이 발생되어 구조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구조적 성능 저하의 원인인 

균열의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

되었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섬유로 보강하

여 균열저항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시도되었다.1-3) 이에 따

라 최근 국내에서는 콘크리트의 취성파괴 거동에 의한 낮은 

인장강도 및 인장변형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섬유보강 콘

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8) 또한 콘크

리트의 문제점으로 막대한 천연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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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와 폐콘크리트의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연골재의 고갈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생

산을 위해 석산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및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바다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9) 최근에

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건

설폐기물이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건

설공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천연골재는 골재의 수요량에 

비해 그 매장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파

괴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골재

의 사용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콘크리트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으로 순환골재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천연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 및 내구성이 감소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10-12) 콘크

리트 재료인 시멘트 사용에 따른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자 시멘트 대체재를 사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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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amount of construction wastes increase, reuse of recycled materials is being considered in research areas. 

While there are many experimental investigations focusing on development of mortar and concrete using the recycled materials, the 

studies regarding the fiber-reinforced cement composites (FRCCs) using recycled materials are still limited. In this paper, an 

experimental attempt has been mad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cycled fine aggregates and fly ash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VA FRCCs. The cement and natural sand were respectively replaced by fly ash and recycled fine aggregates at two content levels, 

25% and 50%. Ten types of PVA FRCCs mixes were fabricated and tested to investigate the flexural, compressive and direct tensile 

behaviors. The test results show that flexural, compressive and direct tensile strength were decreased with increase in fly ash content 

at all ages. In particular, flexural, compressive and direct tensile strengths of specimens, containing 50% recycled fine aggregates and 

50% fly ash, showed the lowest values. The modulus of elasticity of specimens showed similar trend to the 28-day compressive 

strength. Poisson’s ratio was increased with increase in fly ash and recycled fine aggregate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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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13-14) 특히 차준호15) 및 방진욱16) 등의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Fiber-Reinforced 

Cement Composites, FRCCs)에 플라이애시(Fly ash)를 혼입

할 경우 시멘트 복합체의 인장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섬

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의 치환율에 따른 

PVA (Polyvinyl alcohol)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의 역학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

시가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의 휨, 압축 및 직접인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계획

본 연구에서는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PVA 섬유보강 시

멘트 복합체의 역학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실험을 통해 현재 배합에서 최적의 비빔성능 및 인

장성능 확보를 위한 시멘트 체적비 2%의 PVA 섬유를 혼입

하였으며, PVA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에 비해 인장

응력이 1.5∼2배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사전 문

헌 조사를 통해 시멘트 복합체의 역학적 성능이 급격히 저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환재료 치환율(25%, 50%) 및 물-결합

재비(0.35, 0.45)를 실험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실험변수에 

따른 배합표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사용재료

Fig. 1에 플라이애시, 순환잔골재, 천연잔골재 및 PVA섬

유를 각각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멘트는 KS L 

520118)에 규정된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플라이애시는 KS L 540519) 규정을 만족하는 보령 화력발전

소에서 생산된 F급 플라이애시를 사용하였다. Table 2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이애시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다. 

순환잔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생산된 밀도 2.44

g/cm3, 흡수율 4.32%, 최대직경 5 mm인 KS F 257320) 규정을 

만족하는 순환잔골재를 사용하였으며, 천연잔골재는 강원

도 주문진에서 생산된 해사를 사용하였다. Table 3에 순환잔

골재 및 천연잔골재의 재료특성을 나타내었다. 보강섬유는 

일본 K사의 고장력 PVA섬유를 사용하였으며, Table 4에 

PVA 섬유의 기계적 특성(제조사 제공 값)을 나타내었다. 혼

화제는 단위 수량 저감 및 워커빌리티를 향상 시키는 폴리카

르복실산계 감수제를 사용하여 흐름성능을 확보하고자 하

였으며, 목표 플로우 값을 180 mm 내외로 설정하였다.

2.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의 역학적 특

성을 평가하기 위해 휨 및 압축강도 시험체 10개, 직접인장

강도 시험체 10개 등 배합별로 20개의 시험체, 총 200개의 시

Table 1 Mix proportions

Mixture W/B
Unit weight (kg/m3) SP

(kg)W C FA S RS PVA

OPC

0.35

310 884 - 1,061 -

7.30 5.04

F25R25 321 663 221 796 265

F25R50 332 663 221 531 531

F50R25 321 442 442 796 265

F50R50 332 442 442 531 531

OPC

0.45

334 743 - 1,114 -

6.13 2.23

F25R25 346 557 186 835 278

F25R50 358 557 186 557 557

F50R25 346 371 371 835 278

F50R50 358 371 371 557 557

(a) Fly ash (b) Recycled sand

(c) Natural sand (d) PVA fiber

Fig. 1 Materials used for FRCCs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fly ash

Specific 

Gravity

(g/cm3)

Blaine

(cm2/g)

Composition (%)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Ig.

loss

2.11 3,990 50.72 20.73 6.37 3.61 1.08 0.54 3.04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s

Type
Density

(g/cm3)
Water absorption (%)

Recycled sand 2.44 4.32

Natural sand 2.59 0.76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PVA fiber

Specific 

Gravity

(g/cm3)

Length

(mm)

Diameter

(µm)

Aspect

ratio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PVA 1.30 12 39 307 1,6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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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휨 및 압축강도 시험

체의 제작은 KS L ISO 67921)에 의거하여 40×40×160 (mm)몰

드에 타설하여 제작하였고, 압축강도 실험을 위한 시험체는 

휨 강도 실험에 의해 파단된 시험체를 사용하였다. 직접인

장강도 시험체는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덤벨형(Dumbbell 

shape)으로 제작하였으며, Fig. 2(b)에 직접인장강도시험기

를 나타내었다. 휨, 압축 및 직접인장강도 시험체 제작 후 온

도 20 ± 2°C의 항온수조에서 수중양생 하였으며, 7일 및 28

일 경과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휨 및 압축강도 실험에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0 kN 용량의 UTM으로 가력

하여 하중을 측정하였으며, 휨 시험체 중앙부에 LVDT를 설

치하여 지점과 중앙부의 상대 처짐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압축강도 실험에서는 시험체의 측면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

착하여 압축거동에 따른 수직 및 수평 변형률을 각각 측정하

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휨 거동 특성

Fig. 4는 시험체의 휨 응력-처짐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물-

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OPC, F25R25, F25R50,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최대응력에서의 처짐은 각각 0.232 mm, 

0.112 mm, 0.104 mm, 0.120 mm 및 0.134 mm로 OPC 시험체

가 최대응력에서의 처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F25R50 

시험체가 최대응력시 처짐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물-결합

재비 0.45를 적용한 OPC, F25R25, F25R50,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최대응력에서의 처짐은 각각 0.285 mm, 0.132 mm, 

0.108 mm, 0.124 mm 및 0.274 mm로 물-결합재비 0.35를 적

용한 시험체와 동일하게 OPC 시험체가 최대응력에서의 처

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FA25R50 시험체가 최대응력에

서의 처짐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 중 순환재료를 사용하

지 않고 PVA섬유로만 보강된 OPC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

일에서 휨강도는 각각 7.11 MPa 및 7.35 MPa로 나타났으며 

순환재료를 사용한 시험체에 비하여 모든 재령에서 가장 높

은 휨강도를 나타내었다. 플라이애시 25% 및 순환잔골재를 

25% 치환한 F25R25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에서 휨강도

는 각각 6.15 MPa 및 6.37 MPa로 OPC 시험체의 휨강도에 비

해 각각 14% 및 13% 감소되어 나타났다. 플라이애시 25% 

및 순환잔골재를 50% 치환한 F25R50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에서 휨강도는 각각 5.36 MPa 및 6.8 MPa로 OPC 시험

체에 비해 휨강도가 각각 25% 및 7% 감소되어 나타났으며, 

플라이애시 50% 및 순환잔골재를 25% 치환한 F50R25 시험

체의 경우 재령 7일 및 28일에서 휨강도가 5.62 MPa 및 6.05

MPa로 나타났으며, OPC 시험체의 휨강도에 비해 21% 및 

18% 감소되어 나타났다. 특히 플라이애시 50% 및 순환잔골

재를 50% 치환한 F50R50 시험체의 경우 물-결합재비 0.35

를 적용한 모든 시험체 중 가장 낮은 휨강도를 나타내었으

며, 재령 7일 및 28일에서의 휨강도는 4.92 MPa 및 5.55 MPa

로 OPC 시험체에 비해 각각 31% 및 24% 감소되어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재령 7일에서

(a) Details (unit: mm) (b) Test set-up

Fig. 2 Direct tensile strength test

Fig. 3 UTM (1,000 k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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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exural stress-deflec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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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의 휨강도 경향과는 다

르게 OPC 시험체의 휨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순환재

료를 사용한 시험체가 OPC 시험체보다 휨강도가 증가되어 

나타났다. 재령 28일 경우에는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와 동일하게 OPC 시험체의 휨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 휨강도는 각각 4.55 MPa 및 6.34 MPa로 나타났으며, 

F25R25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 휨강도의 경우 각각 4.86

MPa 및 6.25 MPa로 OPC 시험체에 비해 휨강도가 각각 7% 

증가 및 1% 감소되어 나타났다. F25R50 및 F50R25 시험체

의 재령 7일에서 휨강도는 각각 4.9 MPa 및 5.23 MPa로 OPC 

시험체에 비해 휨강도가 각각 8% 및 15% 증가되어 나타났

으며, 재령 28일의 경우 휨강도가 각각 6.2 MPa 및 5.66 MPa

로 OPC 시험체의 휨강도에 비해 2% 및 11% 감소되어 나타

났다.

F50R50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 휨강도는 4.74 MPa 및 

5.21 MPa로 OPC 시험체의 휨강도에 비해 4% 증가 및 18% 

감소되어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체의 휨

강도를 비교했을 경우 재령 7일에서는 순환재료의 치환율

이 휨강도 발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재령에서 0.35를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1∼18%의 

휨강도 감소를 나타냈으며,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

체의 경우 7∼31%의 휨강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물-

결합재비가 낮은 경우에는 순환재료 치환율이 휨강도 발현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에 휨강도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2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압축거동 특성

3.2.1 압축강도

Fig. 5는 재령 7일 및 28일에서의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경우 재령 7일 및 28일에서의 압축강도는 

39.97 MPa 및 45.89 MPa로 나타났으며, 모든 재령에서 순환

재료를 사용한 시험체의 압축강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F25R25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 압축강도는 37.63 

MPa 및 44.88 MPa로 나타났으며 OPC 시험체에 비해 압축

강도가 각각 6% 및 2% 감소되어 나타났다. F25R50 및 

F50R25 시험체의 재령 7일에서의 압축강도는 각각 36.2 

MPa 및 29.02 MPa로 OPC 시험체에 비해 압축강도가 각각 

9% 및 27% 감소되어 나타났으며,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

도는 43.36 MPa 및 38.08 MPa로 OPC 시험체에 비해 각각 

6% 및 17% 감소되어 나타났다. 특히 F50R50 시험체의 경우 

모든 재령에서 가장 낮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재령 7

일 및 28일에서의 압축강도는 각각 21.48 MPa 및 33.65 MPa

로 OPC 시험체에 비해 압축강도가 46% 및 27% 감소되어 나

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OPC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에서의 압축강도는 38.96 MPa 및 39.33 

MPa로 나타났으며, F25R25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에서

의 압축강도는 31.2 MPa 및 38.55 MPa로 OPC 시험체에 비

해 압축강도가 각각 20% 및 2% 감소되어 나타났다. F25R50 

시험체의 재령 7일 및 28일에서의 압축강도는 각각 31.21 

MPa 및 44.55 MPa로 OPC 시험체에 비해 20% 감소 및 13% 

증가되어 나타났다.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재령 7일

에서의 압축강도는 각각 18.03 MPa 및 18.34 MPa로 OPC 시

험체의 압축강도에 비해 각각 54% 및 53%가 감소되어 나타

났으며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는 각각 30.48 MPa 및 

28.24 MPa로 OPC 시험체에 비해 압축강도가 각각 23% 및 

28% 감소되어 나타났다. 특히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Table 5 Flexural test results

Mixture W/B
7-day 28-day



 (MPa) 


 (MPa) 


 (mm)

OPC

0.35

7.11 (±0.64) 7.35 (±2.64) 0.232

F25R25 6.15 (±0.10) 6.37 (±0.80) 0.112

F25R50 5.36 (±0.16) 6.80 (±2.20) 0.104

F50R25 5.62 (±0.92) 6.05 (±1.05) 0.120

F50R50 4.92 (±0.19) 5.55 (±0.95) 0.134

OPC

0.45

4.55 (±0.52) 6.34 (±0.74) 0.285

F25R25 4.86 (±1.60) 6.25 (±0.47) 0.132

F25R50 4.90 (±0.71) 6.20 (±1.49) 0.108

F50R25 5.23 (±0.54) 5.66 (±0.11) 0.124

F50R50 4.74 (±1.09) 5.21 (±0.98) 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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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ressive strength with cur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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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령 7일에서의 압축강도가 OPC 시험체에 비해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나, 플라이애시를 50% 치환하는 경우,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초기강도발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7)

3.2.2 탄성계수

Fig. 6은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탄성계수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며, 탄성계수는 전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압축

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탄성계수는 50마이크로 변형

률에 해당하는 응력 및 50마이크로 변형률, 압축강도의 40%

에 해당하는 응력 및 변형률을 측정하여 해당 구간의 기울기

로 산정하였다.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탄성계수는 

17.59 GPa로 나타났으며, F25R25 및 F25R50 시험체의 탄성

계수는 각각 16.42 GPa 및 15.36 GPa로 OPC 시험체의 탄성

계수에 비해 각각 7% 및 13% 감소되어 나타났다.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탄성계수는 각각 13.97 GPa 및 11.12 GPa

로 나타났으며 OPC 시험체의 탄성계수에 비해 각각 21% 및 

37% 감소되어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탄성계수는 

15.55 GPa로 나타났으며, F25R25 및 F25R50 시험체의 탄성

계수는 각각 15.68 GPa 및 16.44 GPa로 OPC 시험체의 탄성

계수에 비해 각각 1% 및 6% 증가되어 나타났다. F25R25 및 

F25R50 시험체의 경우 탄성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탄성계수는 

각각 12.55 GPa 및 10.85 GPa로 나타났으며 OPC 시험체의 

탄성계수에 비해 각각 19% 및 30% 감소되어 나타났다.

3.2.3 푸아송 비

Fig. 7은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푸아송 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푸아송 비는 압축강도를 7 MPa 단위로 나누

어 측정 된 가로 및 세로 변형률 비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

다. 전반적으로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체의 푸아송 

비가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의 푸아송 비보다 높

게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푸

아송 비는 0.19로 나타났으며, F25R25 및 F25R50 시험체의 

푸아송 비는 각각 0.20 및 0.21로 OPC 시험체에 비하여 각각 

5% 및 11% 증가되어 나타났다. F50R25 및 F50R50 시험체

의 푸아송 비는 각각 0.22 및 0.23으로 OPC 시험체에 비해 각

각 16% 및 21% 증가되어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푸아송 비는 

0.22로 나타났으며, F25R25 시험체의 푸아송 비는 0.23으로 

OPC 시험체에 비해 5% 증가되어 나타났다. F25R50 및 

F50R25 시험체의 푸아송 비는 각각 0.25 및 0.28로 OPC 시

험체에 비해 각각 14% 및 27% 증가되어 나타났으며, F50R50 

시험체의 푸아송 비는 0.30으로 OPC 시험체에 비해 36% 증

가되어 나타났다. 모든 물-결합재비에서 순환재료를 사용한 

시험체가 OPC 시험체에 비해 푸아송 비가 증가되어 나타났

으므로 순환재료를 사용한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 제

조시 푸아송 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물-결합재비에서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 치환율

이 증가됨에 따라 푸아송 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하는 경우, 순환잔골재 치환율이 

25%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푸아송 비가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25%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푸아송 비가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환잔골재 치환율

이 25%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푸아송 비가 7∼9% 증가

하였으며,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25%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푸아송 비가 20∼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순환잔골재 치환율에 비해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푸아송 

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러한 경향은 물-결합재비가 커

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압축강도와 푸아송 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김정은22)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실리카퓸 등 광물성 혼화재를 사용하는 경우 푸아송 비가 

0.248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플라이애시를 사용할 경우 푸아

송비가 0.20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압축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푸아송 비는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OPC, 

F25R25, F25R50, F50R25 및 F50R50 시험체 순으로 압축강

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푸아송 비는 F50R50, F50R25, 

F25R50, F25R25 및 OPC 시험체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물-

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체의 압축강도의 경우는 F25R50 

Fig. 6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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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를 제외하고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의 압

축강도-푸아송 비 관계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

히 물-결합재비 0.35 및 0.45를 적용한 시험체 모두 푸아송 

비가 OPC, F25R25, F25R50, F50R25 및 F50R50 순서로 크게 

나타났으며,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체 중 F25R50

의 경우 압축강도는 타 시험체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푸아

송 비가 F25R25 및 F25R50 시험체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물-

결합재비 0.35 및 0.45에서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푸아송 비는 압축강도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만 압축강도의 영향에 비해 순환재료 치환율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인장거동 특성

Fig. 9는 직접인장 시험체의 응력-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 

이며,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OPC, F25R25, F25R50,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최대응력에서의 변형률은 각

각 0.13%, 0.14%, 0.11%, 0.18% 및 0.18%로 F50R25 및 

F50R50 시험체가 최대응력에서의 변형률이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F25R50 시험체가 최대응력에서의 변형률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OPC, F25R25, 

F25R50, F50R25 및 F50R50 시험체의 최대응력에서의 변형

률은 각각 0.20%, 0.21%, 0.17%, 0.19% 및 0.16%로 F25R25 

시험체가 최대응력에서의 변형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F50R50 시험체가 최대응력에서의 변형률이 가장 작게 나타

났다. 특히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는 초기균열 

이후 시멘트 매트릭스 내 PVA 섬유의 가교 작용으로 응력증

가를 보였지만, PVA 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 간 높은 부착

응력 및 파괴에너지로 인해 균열 분산특성이 발현되지 않고 

응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보였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시험체는 초기균열 이후 시멘트 매트릭스 내 PVA 섬유의 가

교 작용으로 응력증가를 보였고, 균열이 분산된 이후에도 

또 다른 균열부에서의 PVA 섬유 가교 작용에 의한 응력 및 

처짐이 증가되는 특성을 보였다.

물-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재령 28일에서

의 인장강도는 1.79 MPa로 나타났으며 순환재료를 사용한 

시험체에 비해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F25R25 

시험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인장강도는 1.69 MPa로 나타났

으며, OPC 시험체에 비해 인장강도가 6% 감소되어 나타났

다. F25R50 및 F50R25 시험체의 인장강도는 각각 1.63 MPa 

및 1.69 MPa로 나타났으며 OPC 시험체의 인장강도에 비해 

각각 9% 및 6% 감소되어 나타났다. 특히 F50R50 시험체의 

경우 휨강도 및 압축강도의 경향과 동일하게 시험체 중 가장 

낮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재령 28일에서 인장강도는 

1.44 MPa로 OPC 시험체에 비해 인장강도가 20% 감소되어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0.45를 적용한 OPC 시험체의 인장강도는 

1.45 MPa로 나타났으며, F25R25 시험체의 인장강도는 1.48

MPa로 OPC 시험체의 인장강도에 비해 2% 증가되어 나타

났다. F25R50 및 F50R25 시험체의 인장강도는 각각 1.55

MPa 및 1.64 MPa로 OPC 시험체의 인장강도에 비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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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s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and 

Poisson’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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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rect tensile stress-strai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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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및 13% 증가되어 나타났다. F50R50 시험체의 경우 물-

결합재비 0.35를 적용한 시험체와 동일하게 시험체 중 가장 

낮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인장강도는 1.27 MPa로 

OPC 시험체의 인장강도에 비해 12% 감소되어 나타났다. 전

반적으로 인장강도는 물-결합재비 0.35 및 0.45를 적용하는 

경우에 F50R50 시험체를 제외하고 순환재료 치환율이 인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에 

인장강도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4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강도 특성

Fig. 10은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 치환율에 따른 휨,압

축 및 인장강도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범례의 4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물-결합재비 및 플라이애시 치환율에 따른 

강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동일한 변수에서 순환잔골재 치환

율에 따라 강도가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동일 실험요인

에서 순환잔골재의 치환율만 변하기 때문에 순환잔골재의 

치환율에 따라 강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플

라이애시 치환율이 25%인 시험체의 강도는 순환잔골재 치

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의 감소가 미비하거나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이는 순환잔골재 치환율이 25%인 경우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

라이애시 치환율이 50%인 시험체는 순환잔골재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순환잔골재를 

50% 치환하는 경우 원골재의 순환처리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기부착 다공성의 모르타르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다공

성 모르타르는 흡수력이 크므로 시멘트 수화반응에 필요한 

유효수량의 감소 및 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 사이의 치밀한 

결합을 저하시켜 강도가 저하23)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순환잔골재 치환율이 50%인 경우 동일한 물-결합재비에서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25%인 시험체보다 50%인 시험체의 

휨, 압축 및 인장강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실험요인에서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이

애시의 초기강도발현 지연 효과17)에 의해 강도가 다소 저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를 

50% 치환하는 경우 휨, 압축 및 인장강도의 목표성능 발현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가 PVA 섬유보

강 시멘트 복합체의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

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에 순환잔골재 및 플라

이애시를 치환하였을 경우, 휨, 압축 및 직접인장강도

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를 

각각 50% 치환하는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 Direct tensile test results

Mixture W/B
28-day



 (MPa) 


 (%)

OPC

0.35

1.79 (±0.14) 0.13

F25R25 1.69 (±0.22) 0.14

F25R50 1.63 (±0.22) 0.11

F50R25 1.69 (±0.31) 0.18

F50R50 1.44 (±0.41) 0.18

OPC

0.45

1.45 (±0.13) 0.20

F25R25 1.48 (±0.10) 0.21

F25R50 1.55 (±0.33) 0.17

F50R25 1.64 (±0.08) 0.19

F50R50 1.27 (±0.1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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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recycled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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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계수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으며, 플라이애시를 50% 치환한 경우 OPC 

시험체에 비해 탄성계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3)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푸

아송 비가 증가되었으며, 물-결합재비가 커질수록 푸

아송 비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순환잔골재의 치환율

에 비해 플라이애시 치환율에 따른 푸아송 비의 증가

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휨, 압축 및 인장강도와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 치

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플라이애시를 25% 

치환하는 경우 순환잔골재 치환율이 강도에 미치는 영

향은 미비하였으며, 플라이애시를 50% 치환하는 경우 

순환잔골재 치환율에 따른 강도의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5)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 제조시 플라이애시를 

50% 치환하는 경우 휨, 압축, 인장강도, 탄성계수 및 

푸아송 비 등의 목표성능 발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물-

결합재비,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 치환율을 실험

변수로 설정하여 순환재료가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

의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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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 폐기물 양이 증가하면서, 순환재료의 재사용은 건설 분야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환재료를 사용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품질의 개선과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순환재료를 사용한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가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의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 치환율은 25% 및 50%로 설정하였으며, 순환재료 치환율에 따른 10개의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의 휨, 압축

및 인장거동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휨, 압축, 직접인장강도가 감소하였다. 특

히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를 각각 50% 치환하는 경우 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탄성계수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푸아송 비는 순환잔골재 및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나타났다.

핵심용어 : PVA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 역학적 특성, 순환잔골재, 플라이애시




